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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27일이진성(사

진) 재판관을 새 헌

재소장으로 지명했

다 권한대행을 맡

았던 김이수(659

기) 재판관의 다음

서열인 이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장기간

인사 문제로 흔들렸던 헌재를 안정시키

는데중점을둔것으로받아들여진다

이 재판관은 내년 9월 김이수 강일원

(5814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

14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날 임기 만료

로 퇴임한다 이 중 김이수강일원안창

호재판관은국회이진성김창종재판관

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중에서 임명하게돼

있기때문에 내년재판관지명권이없는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재

판관으로 정한재판관중에서 소장을골

라야한다

임동욱기자 tuim@

갈수록 많은 취업준비생이 79급 공

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공시(공무원 시

험)에 매달리는 것은 만약 합격하면 민

간기업에취직하는것보다더많은누계

소득(퇴직까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라는분석이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발표한 공무

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따르면재학중 79급등

공무원시험을준비한경험자가운데정

부취직성공자는민간기업체취업자보

다 퇴직할때까지최대 7억8058만원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교대상민간기업체규모에따라누계

소득우열양상에는다소차이가있었다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

자보다는 최대 7억8058만 원이나 많고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756만 원이 많지만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605만

원누계소득이적었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평생 소득이

일반민간기업중견중소업체취업자보

다훨씬늘어난다는얘기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21

세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에 따라

편차가뚜렷한 수명 양극화 현상이굳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료시설이밀집한서울의기대수명이83

0세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인재근의원이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1세로파악됐다

성별로는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

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62세 오래

사는것이다그러나소득수준별기대수명

의차이는해를거듭할수록뚜렷해지는것

으로분석됐다

소득분위별기대수명이상위 20%의 경

우 8514세 하위 20%는 7855세로최대 6

59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

는 5년인전 610세(상위 8354세 하위 77

44세)보다뚜렷해졌다

지역별 기대수명(2014년 3년 주기 조

사)은 서울이 830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이어경기 822세 제주 821세 대전 82

세 인천광주대구전북이 814세 전남

은 812세였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

역은 울산으로 807세로 가장 높은 서울

과약 23세의차이를보였다

소득별기대수명과달리지역별편차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811세의서울가장낮은지역은 784세의

부산으로두지역간약 27세의편차를보

였으나다음조사시기인2011년에는서울

820세 경북 796세로 약 24세의 편차를

보인것이다

기대수명증가율은전북과부산이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전북

과부산의기대수명은각각 788세 784세

였으나 2014년에는각각 814세 810세로

약 26세증가했다

기대수명이가장적게증가한지역은제

주로 2008년 807세에서 2014년 821세로

약 14세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가장높은

서울의 경우 2008년 811세에서 2014년

830세로 약 19세 증가해 제주 다음으로

낮은증가율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광주의기대수명은지난 2008년 794세

2011년 802세 2014년 814세로 6년 사이

2세 늘었다 전남은 2008년 787세 2011

년 797세 2014년 812세로 이 기간 25세

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의 영

향으로기대수명은점차늘어날 전망이지

만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는 점

점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명

양극화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말했다

한편 2015년기준한국여성의기대수명

(852)은 OECD 주요국가 중 일본(871)

스페인(858)프랑스(855) 다음순위로나

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가 28일오전이

화여고유관순기념관에서열린사랑나누기바자

회한마당에참석해고김대중전대통령부인이희호여사의손을잡고있다 연합뉴스

부자가 6년 더 산다광주전남 기대수명 81세

김정숙여사와이희호여사

2015년 기준전국 821세남성 79세여성 852세

소득상위 20% 8514세하위 20% 7855세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비리연루자는중징계

하고인사청탁자신분을공개하는등엄

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

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

하기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

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

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

데개최한공공기관채용비리관련관계

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서류는 보존 연

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

류를파기하거나수정했다는사실이적발

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

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

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

반을조사하되 이 과정에서주무부처의

온정적봐주기식점검이적발되면동일한

잣대로엄중한책임을부과하기로했다

정부가 조사대상을 최종 집계한 결과

▲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

개 ▲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824곳 ▲

공직유관단체 1089개로파악됐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

게철저하게조사한다는방침을세웠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채용비리와의전쟁

2천여곳 5년간채용전수조사
연루자중징계인사청탁자신분공개채용당사자퇴출

문대통령 새 헌재소장에이진성후보자지명

공시에목숨거는이유있었네

민간기업보다퇴직때까지기대소득 7억8천만원많아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은 이틀에

한번꼴로하루 6시간 미만의잠을자

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면의 양

이전국고등학생평균치보다적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제출받아 29일배포한 2016

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

국 고등학생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

은 4391%로조사됐다

지역별로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

은 광주지역 4710% 전남지역 46

02%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각각 3

19% 211%포인트높았다잠을적게

자는광주전남지역고등학생이전국

평균보다많다는의미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의 수면양이 더 적었다 광주는 남학

생 4005% 여학생 5465% 전남은남

학생 3753% 여학생 5534%다

또 전남지역 남자 초등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993%로 전국

평균 330%의 3배나됐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6314% 중학생 78

19% 고등학생 8065%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6716% 중학생 7511% 고

등학생 7622%로 집계됐다 상급학교

로갈수록패스트푸드섭취를많이한

것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광주가 초등학

생 482% 중학생 1734% 고등학생

1711%이고 전남은초등학생 566%

중학생 1324% 고등학생 1597%로

조사됐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

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5578% 중학

생 4100% 고등학생 2389%이고 전

남은 초등학생 5003% 중학생 36

24% 고등학생 2403%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운동량이적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

족하면건강은물론학업성적과주의

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에 무리한

야간자율학습이나의무적 0교시운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전남고교생 10명 중 4명

하루 6시간도못잔다
이틀에한번꼴전국 평균보다많아


